
<홉 評>

劉릅 i淳 I語薰史陽究J ， 

갖청版 514 + 12面， 宣明文化社 1971. 5. 1. 

高 根
(서 윷 大 學 校)

國폼의 歷史的 맑究가 科學的으로 試圖된 것은 解放以前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當時의 

主流的인 碩向은 없iI話的인 注釋의 領域을 넘어서지 옷했다 그러 던 것이 解放을 거쳐 

6.25를 지내는 동안에 빼代의 注釋的언 方法은 차츰 짧色되고 8 .15以前에 싹렀던 科學的인 

맑究方法이 자리 를 잡기 시 착하였 다. 그리 하여 1960 年代에 들어 와서 는 흡麗大學校 民族文

化닮究所에 依해 企뾰l된 「言語史y 가 刊行됨으로써 當時까지 쌓아온 國語의 歷史的 맑究는 

어느 정도 緣合的 整理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책의 著者언 故 劉昌f享敎授는 解放 以後에 登場하여 十餘年 동얀 當時의 主流的 碩向의 

하나었던 없iI話 · 注釋的 方홉이나 文廠學的 方홉으로 一딸하다가，‘ 1960 年代 初期부터 作故

하기까지 7 年동얀에 있어서는 그의 重훨著述이라고 할 수 있는 「國語變遭史J (1961), r李

朝語離典J (1 964) , r李朝國語史따究J (1 964) 를 내었다. 筆者가 뽑評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語

훌史와究」는 著者의 遊去 以後 5 年이 지나서 出版되었지마는， 校正에 힘쓴 池春‘洗 선생에 

依하연， 사실은 著者의 生存 當時， 原橋가 完成되 어 出版社에 이미 넘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 런 짧으로 보면， 著者의 重훨著述은， r李朝語嚴典」을 除外하더 라도， 홉題史와 形廳史를 

다룬 「李朝國語史맑究」와 語쫓史를 다룬 本著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著者는 

이 두권의 책 으로써 15t낱紀 以後의 國語의 歷史的 變邊에 對한 앓合的 짧述을 試圖했음을 看

1 筆者는 國語의 歷史的 itf究의 始發點을 李뿔寧敎授의 <rUmJaut 現象을 通하여 본 æ흡r . J 의 
音價f直.1 . r新興」， 第 8 號. 1935>로 잡~려고 한다. 

2 代表的인 것무로 梁柱東敎授의 「끓腦歌훌EtJ (1943)와 그 이후의 「麗짧훌注J (1 947)를 을 수 있 
다. 

3 r韓國文化史大系 VJ <름語 · 文學史> . 짧國語形成史， 幹國語發連史(上 · 中 ·下) 1967 . pp.21-408. 

‘ 50年代의 業짧을이 이 런 짧을 代辯하고 있 다. 

「古時代에 나타난 先A들의 生活理念J (1952) . r古語짧典J (l955) . r該文志注解J (I 959) r古時
調新解J Cl 959) .

이 밖에 도 高等學生울 위 한 注釋的인 參考펼類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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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할 수 있다. 이러한 著훌·의 意圖는 本著의 머리말에도 反映되어 있다. “본저는 郵著인 

「李朝國폼史맑究」의 속펀 인 성 격 을 며 게 되 는데 , 該휩인 「홉賴史 • 形願史」는 이 「語짧史」 

를 기다려서야 바로소 완결된 하나의 「李朝國語史」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 (<머리말〉 

참조) 

本著는 週碼인 만큼， 처음에 著者의 遭影과 略傳이 있고， 다음으로는 건재 정인송 박사의 

머리말과， 南廣祐敎授의 序， 趙炳華敎授의 序詩가 차례로 나와 있다. 그리고 책의 末尾部

에는 朴쩔春敎授의 없文과.池春洙선생에 依해 作成된 索引이 붙어 있다. 

먼저 〈머리말〉에 서 著者는 本著의 性格과 輪臨을 밝히고 있다. 흉칭點반을 적어 보면， 語꿇 

의 造語類걷핀과 語황의 統關的 機能의 두 方面을 中，e，、으로 考察했 다는 것이 다. 語꿇와 不可

分의 뼈係를 맺고 있는 語義에 對해서는 意味論으로 미루기 르 한 劉i을 明白히 하고 있다. 

보통 픔葉깜 (Iexicology) 이 라 하연 f웰홈좀의 形態的인 面을 다루는 語짧形態論 (lexical 

morphology) 과 單語의 意味 (meaning of word) 와 造語의 Q:‘味論的인 ~~面 (semantic side of 

word -formation ) 등을 다루는 語꿇意味論 (lexica l semantics) 공 意味論 (semantics) 의 두 領域

을 包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련 點으로 보면， 앞의 著者의 言明과 갇이， 본저 

는 語꿇形願論的언 方法에 依한 語꿇史의 없述이라고 規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려하여， 著

者는 第一월 觀說的 考察에서 造語홉의 類型을 주로 다루고， 第二章<品詢史>에서는 語훌를 

品응댄로 類別하여 그 形成의 史的 考察에 接近하고 있다. 各章別로 內容을 紹介하면서 問題

點들을 檢該해 보기로 한다. 

第-章은 (1) 語尊史觀觀 (pp. 1- 3) , (2J 造語 • 他詞化類型 (pp. 3-17) , (3J 語源 • 語根考

(PP.17- 33) , (4J 폼雖分化의 類型 (pp. 53-59) (5J 寶雖化 (pp.60- 65) (6J 類推 • 附會 • 倒

錯 (pp. 65-75) , (7] 漢字語의 形成과 變形 (pp.75-89) (8J 外來語 (PP.89- 104) , (9J 接頭

嚴 (pp.I05- 115) , (10J 同홉語 • 同義語 (pp.115- 126) , (11J 系列語 (PP.126-138) (12J 對立

語 (PP.138- 143) , (13J 差等語 (PP.143- 148) , ( 14J 료說語 (PP.148-153) (15) 類짧語의 交

替 (PP.154- 172) , (16J 異例語 (Pp.172-196) , (17) 轉義史 (pp.196-216) 둥의 17個 項텀을 

包括하고 있다. 

(IJ í語뚫史搬觀」에 서 는 第-童의 各項팀 을 緣合하여 12 個 條팀 에 걸 쳐 結論을 미 리 提示

하고 있다. (2J í造語 • 他詞化 類型」에서의 “造語類型”이란 슴成語나 派生語의 ·경우 어떠 한 

節次를 밟아 形成되는가 하는 結果에 따라 品램別로 提示한 것이고，“他詞化類型”이라함은， 

앞의 것과는 반대로， 하나의 品램가 몇개의 다른 品뿜로 轉成될 수 있는가를 意、味하고 있 

다. 從前의 國語傳統文法家들은 觀點에 따라 前者 혹은 後者를 採擇한 일은 있었으나6 양 

5 S. Ullmann , The Princψles of Semantics. 1963. pp.33-34 . 
P. Guiraud , La Sémantique. 1966. pp.119-120. 

6 崔鉉培 박사는 후자의 方홉을 揮했고， 李熙、昇 박사는 전자의 것을 取했다 . cf. r우리말본J ， 
1961. pp.653-660. r國語學械說J ， 1955, pp.26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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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룰 앓슴한 일은 없 었다 그런데， 필자가 疑짧해 마지 않는 것은 어떠한 接嚴도 붙지 않 

고 本形대로 다른 品詞로 轉成하는 것을 他詞化 類型에 넣은 點이다. 이들은 造語法의 所管

으로 보기는 힘 들지 않을까 한다. 

名詞>副詞 (처엽 71 갱 셰예， 나날) 

名詞>冠形詞 (새， 갓갓) (p. 14) 

이 項目에서 特記할 것은 統離的언 合成法과 非統짧的인 사실을 어느 程度 區分했다는 勳

이다. 

“동사냐 형용사가 명사와 복합사를 이루는 경우는 “ -L , -e. " 접미사의 연결을 필요조 

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반연，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직접으로 명사와 복합하는 특수유 

형 이 있 다.. (pp.4-5) 

고 말하고 그 例로서 “흘피눈， 윷돗， 검버젓”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現代國語에서 

도 덤擊되기도 하냐， 中t달國語가 더 生옳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著者는 

非統羅的 슴成法을 體言形成에 限定해서만 言及 하였지， 用言의 경우에 對하여는 아무런 言

及이 없다는 것이다. 用言의 경우는 막연히 “통사”나 “형용사”의 統合으로만 처리하고 있을 

뿐이 지 , 語幹 ￡코은 하지 않는다. 

動詞+動詞>動詢 (빌 먹 다; 둘보다) 

形容詞+動응힘>動詞 (굽닐 다， 덩 달다) (PP. 5- 6) 

슴成찮에서 나타냐는 構造上의 差異짧을 體系化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一角이라도 言及

한 짧은 卓見으로 보인 다. 이 책 의 成立年代플 1966年 10月 그의 jffl去以前으로 잡을 때 , 合

成法에서의 非統嚴性과 統歸性이 論議된 것온 그 이후이기 띠1 운이다 

“스므나은， 여무 E ， 혀나븐， 녀나은” 등의 數表示語에 나타나는 “나은”둥이 한편에 서는 

冠形詞로 (p.7 , p.17 , PP.387-8) , 한펀 에 서 는 接尾짧로 (p. lO, p.312- 3) 看做되 고 있 다. 이 

것은 同一事項에 對하여 一뭘性 없는 처리를 힌 代表的인 {9jJ 라 하겠는데， “낭짓하다”와 함 

께 現代國語에서도 問題가 되고 있다. “나은”등이 數表示語에 붙으면 冠形詞로 轉成하는 

것은 을림이 없겠으나， “나은” 自體를 冠形詞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큰사전 〈한글 

학회〉의 처리와 같이 接尾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적어도 “나은”등이 冠形詞가되려면 

獨自的으로 體言 앞에 놓이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히려 “남다”와의 홉相上으로나 意

味上으로의 H헤聯性을 생각한다연 야혈接f를짧r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다. 

7 最近 호桂坤교수가 派生法에 局限하여 語根의 品詞와 派生語의 品젊 사이 의 相關關係롤 밝힌 

일이 있기는 하다 . cJ. Ir現代國語의 造語法 ~究JI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r仁川敎育大훌論 

文集J. 第4輯， 1969. 
8 헤 웅. r옛 말본J. 1969. p.34. 
9 許雄. Ir서기 15세기 국어 롤 對象으로 한 造語法의 꼈述方法과 몇 가지 문제정 .1 . r東亞文化J. 第
6輯. 1966年 12月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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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는 日稱名띔를 中'L、으로 “日”을 意味하는 形態素들을 빼出하고 있다)p. :38 ， p.4 1, 

p.174) . 

널웨 ， 닷쇄， 사용， 이틀「영홀」 

이 들은 一定한 뜻을 지 난 뭘語로 看做하기 보다는 웰純한 接尾짧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 

다. 그것은 “닐웨 ”와 “ 닐굽”을 比較해 괄 때 ， 兩者에는 語根의 共通性이 認定되 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책을 읽으연서 깊이 생각해 본 것은 語‘많、~究의 方法說이다. 從來의 語‘퍼、맑究가 

單語의 古代起源을 다시 찾:음으로써 I:l:'.生證휩 (acte de na issan ce) 를 마련 해 주는 데 만 沒頭해 

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10 지금까지의 國語의 즘펌游、~究는 대체로 이러한 테두리 얀에 

서 進行되 어 왔고， 著者 劉數授의 方法깜 또한 例外는 아니 다. 그러 나， 이 러 한 態度는 現代

語폈맑究家들의 批判을 받고 있다. 

M.W. von Wartburg 에 依하연 〈오늘날 語源값이 란 한 單語의 모든 變容을 觀察하고 뼈

意함으로써 그것들(變容)을 理解하고 說明하는 데 本質的 任務기 있다〉고 한다 11 이리하 

여 語源;움이 란 意味論의 通R츄的 領域， 곧 「史的 意、味꿇」을 포괄하는 것 이 라고도 할 것 이 다. 

이 러 한 觀點에 설 때 , 劉數授의 方法폐은 지 나치 게 “出生證휠”를 찾아주는 데 행心하지 않 

았나 생각된다 12 

著者는 C5J . r實嚴化」에서 본래는 ;한、味部와 形態部로 形成되었던 말이 兩者가 없合되어 

하나의 굳어 진 語幹部로 變하는 일을 虛짧의 寶離化로 부르고 있다 (pp.60-65). 

“누구" (누+고) , “여 그1" (이 +억 +의) , “ 흠씌" (흔+뾰+의>흔뼈) (助詞의 寶歸化)

“계 시 다·’ (겨 +시 다) , “여 풍다" (열 + 즙 다) (語尾의 r쏠짧化) 

“구들" (굳 + 을) (接尾짧의 實羅化)

이러한 例들은 虛짧의 實歸化라기보다 意味部와 形態部가 흡짧變化의 結果， 그들의 形態的

有緣性을 喪失하는 것 으로 解釋해 야 할 것 이 다 13 핏定한 意味의 I용歸의 홈짧化는 빼束形式 

으로 쓰이 던 것이 自立形式化하는 등의 非文法化現象 (dég rammat i ca li sat ion) 을 말하는 것이 

다 14 國語의 경우는 形式名펌가 自立性을 띤다든지， (뿐만아니라 ， 뿐더러 ， 턱없이， 때문에， 

덧없이) , 1 5 比較格助詞 “보다”가 “보다 낫다”에서와 갇이， 副詞化히는 것 16들이 포함펼 수 있 

을 것이다. 

10 P. Guiraud. op. cit .• p.122. 

11 “ l’étymologie doit aujourd ’hui s’ im po5er pour tache essentielle d ’observer et de dépeindre 
toutes les transformations d ’un mot. pour Jes comprendre ensuite et Jes expliqu er" ibid .• pp. 
122-123. 

12 最近에 들어와서 現代的 意味의 語源liff究가 試圖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 cf 李基文，

『語흉數題Jl. r梅嚴金亨奎탱土頭~紀;융:論熾J ， 1971 , pp.431-439. 
18 許雄. r름語學樓論J. 1963. pp.135-136 . 

1‘ P. Guiraud . La Graηlmaire. 1958. pp.44. 
15 뻐鎬， Ii現代國語의 액윌自立形式에 對한 lilt究~. r語學핍究J. 第六卷 第 l號 . 1970. p.51. 

16 홈者는 f따붉化類型에 넣고 있으냐 (p. 423) . 造語法의 所管으로 보기는 힘을 것이다‘ 



劉昌↑享 : 語훌史돼究 <훔評> (高永根)

이밖에도 筆者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것이 몇개 더 있 다. 

71 

“여러”는 數詞와 冠形詞에 두루 쓰이떤 말인데， 前者의 경우는 “여 렷 ”으로 변했다고 한 

다 (p.120) . 이는 著者 自身이 “효 ” 終聲을 認定하지 않는 데 基因하겠지만 17 數詞의 경 

우는 “여러승”이 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세승， 네효， 여러승 ”등 승終聲語가 “人”을 I& 

하게 된 것은 “다슷， 여슷”둥과의 類推에 依해 形成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주미 ”에 대해서 “兄媒”와 “꿨母”의 두가지 뭇으로 使用되었음을 지적한 것은 慶南方

言과 對比할 때， 먹 흥미 롭다. 筆者가 生長했던 慶南 품陽영8 一帶에는 兄煙빨은 꺼論， ~母 

g벌 이나 기다 站母뻗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지애”로 通用되고 있다. 西北方言에서는 始母夫

를 “작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p. 130) 筆者의 쫓族에 依하면， 慶南 南悔地域에서도 이 

말이 使用된다고 한다. 

第二章에서는 0 ) 名詞史 (pp.217- 262) , (2J 代名詞史 (pp. 262-285) , (3) 數詞史 (pp.285-

314) , (4) 動렘史 (pp. 314-350) , (5) 形容詞史 (pp.350- 372) , (6) 冠形詢史 (pp. 372-393) , 

(7) 副調史 (pP. 393-453) (8) 感햇詞史 (pp. 458-461) 풍의 8個項目을 포괄하고 있 다. 各品

챔의 造語類型괴 他詞化類型에 對해 서 는 第一章에 서 搬說된 바 없 지 않으나 (pp.3-17) , 第

二章에서는 各 品詞의 造語上， 統羅上， 活用上， 語義上의 分類와 함께 ， 造語類型과 他詞化

類型에 對하여 풍부한 例文의 提示와 함께 장세 한 說明을 加하고 있다. 

먼저 指續하고자 하는 것은 著者 나름의 獨特한 몇몇의 術語에 對한 內容檢討이다. 

著者는 傳統文法에 서 接頭雖 내지 接尾훌훌로 처리되어 온 一聯의 語훨的인 接嚴18에 對하 

여 附接名詞라 하고， 다시 여기에는 接尾名詞와 接頭名詞가 있다고 한다. (pp.241-250) 나 

아가서 著者는 接尾名詞와 依存名詞와의 差異를 後者는 冠形詞形에 統合될 수 있으나， 前者

는 그것과의 統合이 불가능함에 두고 있다 (눈섭，손벽 ， 아모개 ， 입경) . 한편 ， 接頭名詞는 

自立性이 없이 다른 單語에 先行하는 것에 限定하고 있다 아슨나히>싸나힌 ， 인사회， 숫구 

무， 융실내 〉 시내〔갑) IIJ) . 이 상의 語쫓的 接歸에 對하여， 從빼의 우리 文法家 가운데는， 著

者와 같이， 接頭補助(名詞接頭)， 聯體補助(名詞聯體)란 이름 아래 포괄시킨 일이 있다 19 

또 s. E . Martin 敎授도 Prenoun , Post-noun이 라 하여 名詞의 一種으로 看做하고 있다20 이 

듣이 體言과의 分離性이 강하다는 點은 認定할 수 있으나， 덤立性이 缺如되 어 있을뿐만 아 

17 劉昌↑흥 ， í李朝國語史맑究J ， p . 1l4 ff . 
18 필 자는 國語의 接짧 特히 接尾醫에 對하여 語췄的 接짧(lexica l affix )와 統홉￥的 接짧(syntact!c 

affix)의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는 私見융 가지고 있다. 

19 뽕起文， í朝解文法맑究J ， 1947, pp.173-185. 
두 범 주 가운데 는 傳統文法의 冠形휩와 形式名응허가 포괄되 어 있기 는 하나， 著者의 此種名휩의 
設定은 위의 文法뽑에 영향을 업은바 큼올 ;<1 척할 수 있다. 

20 S.E. Martin , Korean Morphophoπemics， 1954 , p. 15. 
’ Begin쳐ng Korean , 1969,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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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體言과의 統合에 있어서도 制約이 많으므로， 名詞로는 볼 수 없 고， 語뚫的인 接훌훌록 

처 리 하는 것 이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모든 接雖를 語根과의 統合程l흩의 如何에 따라 規則

的인 것과 不規則的인 것으로 나누어 考察하연 名램的인 性格을 띤 것도 接離의 -種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著者는 다른 곳에서 附接動詞를 設定하고 있다 (pP. 332-336) . 

여 기 에도 接휩形과 接頭形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 前者는 따b詞語根에 붙는 語훌的 接尾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저괴다， 짓글히다， 설젖다) . 接頭形의 대부분의 例는 不規則的인 

語根21으로서 副詞形 “아/어”를 媒介로 하여 成立왼 “合成的인 單語" 22나 “第一次的 派生語”

에 나타나는 것을이 다 (7 라앉다 〔즐아J ， 우러 나다 〔울어 J ， 부퍼 지다 〔불어 J ， 싸다다〔屬J). 

著者-는 一定한 主語나 텀的語에만 局限하여 쓰이고 -般的 웠述語로 通用되 지 못하는 一

聯의 動調에 對하여 “專用파b詞”라 부르고 있다 (PP.336-338) . 

이삭~l 다， 기 음마다， 애것 다. 

눈감다， 기츰짖 다， 입 다시다. 

持히 신체의 生理的 作用에 관한 語훌는 대개 황用動詞로서 다른 호體나 客體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變成文法에서 말하는 語꿇部 (lexicon) 의 下位範隨規則의 하나인 選擇規

則 (selectional rule) 23에 適用되는 것으로 앞으로 國語意味部 (semantic component) 연구에 

있어 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 이 다. 

副흩경 連結의 힘束性을 品홈링的 狗束性과 統짧的 J句束性의 두 가지 로 분류한 접 (pp.426-

433)은 이 方面에 對한 關心이 最近애 들어와서 表明되기 시작한 것을 動案하연 댈見이 라 

할 것이다 24 前者는 副詞가 被限足語의 抱束을 받는 “찰， 어셔”풍의 -般的 副詞를 가리키 

는 데 對해서， 後者는 그 文章의 成分에 相應하는 終結語尾가 오도록 副詞가 狗束을 加하는 

“결 人만코， 장간도， 오히려 ， 아q 리 ， 부되， 엇 례”동의 f修웰lí的 呼應文에 나타나는 副챔를 일 

컴는다. 

著者는 從來의 補助語嚴 一切를 통플어 서 “先行語尾”라 하고 있는데 (p.63 , p. 368) ，이에 

대 해서는 著者의 前著에서 이미 詳論된 바 있다 25 때統文法의 보조어간을 先行語尾로 看

做하려 연 이 른바 使뚫b， 被動， ~옳홍쌍 둥 派生法에 依存하는 것 은 除外하여 語幹構造융옆에 所屬

시키고 屆折法에 依存하는 語尾構造體의 部分만 포팔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는 휩:者의 先行

21 不規則的 語없이 란 語根이 屆折形뺑素(助응며， 語尾)와 붙지 옷히 거 나 기 타 不행的인 單語(u ni n 

Bected word) 곧 修뼈를듬과 嘴造的인 共通性을 찾올 수 없어서， 업I렘흘 모를 예 붙인，필자 자 

신의 用語이다. 
22 合成응홈란 g立形式의 옮合빠이어야 할 것인데， 後行部는 自立形式이냐 先行部가 불규칙척으로 

냐타냐는 일이 있다. 이 런 일은 現代語에서도 發見된다 (결터앉다， 우러나다， 쳐다보다， 가라 

앉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임시로 合成語인 單語라 풀려 보았다. 
23 N. Chomsky , Aspect of Th eory of Syηtax ， 1965 , p. 113. 
z‘ 서청수， r국어 부사휴의 구운론척 연구.1(1) . r언어와 운학J. (한국어문학연구회 )， 1969. 

í'국어 부사류의 구문흔척 연구J (I I). r東方學志J . (延世大學校) ， 1971. 
26 劉昌↑享 ， r前揚환J. pp.28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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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尾흘， 語末語尾에 對하여 , 先語末語尾라 부른 일 이 있는데 26 著者가 前著나 本著에 서 일 

컨는 “便않形 -혀키 繼總形 -니 행勢形 -티드리왈 잊 쁘츠-“ 동 

은 필자의 基tí!í에 依하면 先語末語尾의 벙 주에 所屬될 수 없 다고 본다. 

한편 著者는 先行接탬짧란 用語도 쓰고 있는데， (p.186) 이는 “아버 닝 .. (압아넘) 의 、‘넘 ” 

에 先行하는 “아”를 가리킨 다. 派生接尾離에 서까지 “先行”과 “末”의 區分을 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의 言及이 없으므로 速斷할 수 없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接尾離는 댐則的으로 開

放的 (nonclosi ng) 이므로 先後의 차례만 있지， 語尾와 같이 “語末 • 先語末”로 구분할 수 있는 

客觀的 基輝은 설정하기 어 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는 細部的인 面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論議해 보기로 한다. 홉:者는 Å名

에 붙는 “이”를 一般名詞에 붙는 “이”와 同一視하여 接尾雖로 처리하고 있다. (팀週이， 그 

려기 〔그력이 J ， 올창이 ) 現代語에서도 이러 한 人名뿐만 아니라， 받침있는 物數에 붙어 Å數

를 形成하기도 하며， (둘이， 셋이) 그밖에 “사람”임을 表示할 때도 붙는 點을 考慮하면 (애 

꾸눈이， 곰배팔이， 절품발이 ) 單純한 調홉的인 훨素로 看做하기보다는 有意的인 接尾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가 붙는 말은， 鄭寅承박사의 지적과 같이， “낮춤”의 意味가 共通되 

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27 문제는， 받침이 없을 때는 “이”가 붙지 않는데， 그것을形態論 

的으로 어 떻 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송아지， 강아지” 경우의 “아지”는 “새끼”란 뭇을 가졌￡므로 名詞로 보아야 하고， “목 

아지 박아지”의 경우만 接尾嚴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p.229) 이는 전혀 客觀性이 없다. 

意、味의 差異는 看取되지만， 指小的 범주에 서 벗어나지 않는다. 前者는 名詞이므로 複合詞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아지”가 自立性을 發揮하는 일은 선혀 確認되지 않는다. 

15t달紀 當時에 依存名詞로 나타나던 “덩”은 지 금은 “어느덧.’에먼- 남아 있으며， 派生語

“덧없다.’에 그 浪助이 보얀다고 하는데 (p. 250 , “ 덧없 다”는 이러한 方式으로 說明될 것이 

아니려， 文法要素의 “非文法化 .. (前述)로， 다시 말하면， 依存形式의 自立形式化도 看做해 야 

할것이다. 

“우리”는 흔히 “ 나”의 複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現代語에서는 “나”와 같은 뭇으로 쓰 

임을 指網하고 있다 (p.266) . 그러나， “내 접 ”얼 경우와 “우리접”일 경우는 그 意味가 判異

하다. 前者가 私有物이 요， 後者는 共有物임을 지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國語意味論에 서 克服되어야 할 重휠한 課題의 하나이다. 同時에 이러한 일은 國語 代名詞의 

體系않立을 위해서도 필요한 作業인 줄 알고 있다. 

“러”變則이 歷史的 觀點에 설 때 쫓當性이 없 다는 것 (p.37) 은 著者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26 뼈짧， i"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휴양造的 liIf究 .1 ， r語學맑究J ， 第三卷 ， 第l 號， 1967. 
z’ 갱인 승 ， r표준고둥말본J ， 1956,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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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던 일이다 28 歷史的 觀勳으로는 찢化作用으로 말미암아 生成된 것이 틀림없다 29 그러냐 

現代國語의 共時的 觀點으로는 “어”가 “러”로 變異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르러”를 “이 를어”로 본다연， 語E훌體系의 때-素化흘 위해서는 좋을 것이나 30 “ 2. " 

이 모든 子흡 위 에 서 脫溶되 는 품的인 條件을 찾을 수 없 다. 그러므로， 척어 도 現代文홉에 

서 는 依然히 “이르어→이르러”로 처 리헤 야 할 것 이 다. 

形容詞 가운데서 補助形容詞 “지다”나 “기나길 다， 크나좋 다”동은 몇 개의 限定된 語尾와 

統合되는데 (지이다， 지고; 지어라; 기냐긴， 크나큰) (p. 370) , 이는 形容詞의 活用上의 特

徵들과 聯뼈시 켜 생 각해 야 할지 , 저 자와 같이 , 不具形容詞로 보아야 할지 는 앞으로 15t날紀 

文法와究에서 깊이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形容詞의 活用面에서 이런 不貝的 사실을 

지적한 것은 著者의 創見이라고 할 수 있다. 

“늘즘승， 들창”에서 이들 複合語의 先行部의 語幹 末흡이 “늘， 들”이기 때문에， 非統歸的

合成語로 誤認되 어 왔었는데 ， 사실은 語幹末홉 “2."이 脫짧되고 冠形詞形이 “2."이 남아 

있다고 한 것은 卓見으로 보인다 (p. 390) . 이것이 非統嚴的 슴成語가 아니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倚證이 필요하겠으나， “2."연칙活用과 對比해 보면， (울을 것이다→울 것이다) 받칩 

의 “ E ’'01 떨어집은 當然하다고 할 것이 다. 

活用語尾가 特定語幹과 統合됨으로써 副詞로 굳어집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pp. 411 -

413) . 주로 副詞形 “아/어” 統슴形이 가장 많고 ('-외야， 가시야， 더브러， 도무혜 ， 후마， 

다， 더 동) 기타 “-더연연다가， -LE , 거나" (죠금터면 ， 향마연， 좋 다가， 願효~， 

아마커 냐) 동의 例도 提示하고 있 다. 이 때 의 語尾는 일 단 副詞로 굳어 진 이 상， 派生接E훌훌훌 

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15世紀國語에는 動詞에 接尾훌훌 디〕를 統슴하여 副詢로 빼成시키는 用法을 알고 있었다고 指

搖하고 있 다 (PP.413-4) . 現代語에 서 는， 이 러 한 造語法은 形容詞에 局限되 는데 , 中世國語에 

서도 動힘에 붙어 副詞化하는 데 쓰이는 接尾歸 (iJ는 그렇게 生훌性을 띤 것 같지는 않다. 

(니료리， 거스리， 그치) 그러나， 이라한 造語法은 古代로 遭及할수록 普週性을 며지 않았 

나 생각된다. 更짧의 몇몇 例가 그것을 倚證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退伊， 流伊，

惠伊) 이는 어디까지나 筆者의 私見에 지나지 옷한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필자는 지금까지 核心的인 問題들에서 技葉的인 事項에 이르기까지 內容을 紹介하고 아울 

러 필자나름의 見解를 덧붙여 보았다.虛頭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본저는 대체척으로 lexical 

morphology 에 立뼈한 語옳史의 記述이라고 훨略할 수 있을 것이다. 史述的 方法이 훨調되 

는 言語史로서의 語짧史에 지나치게 項팀 篇主의 方法을 取했다둔지 造語類型에 있어서의 

28 劉昌↑흥. r“려”변칙용언의 검 토Jl . r한글J. 124호 . 1959. 
2Q 李옳寧. r中世國語의 異化作用의 考察.，1 . r國語學說遊J. 1966. 
80 해l輪. Jj'現代正웰法의 몇 가지 檢討.，1 . r국어국운학J 33호 . 1966. p.62. 聊註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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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理한 分析과 -뭘‘性을 잃은 곳이 없 지 않지만， 본저는 國語語쫓史의 맑究에 있어 서 重훨 

한 엽척임애 틀럼없다. 將히 웰富한 Ø1J文의 提示와 廣範한 文敵의 涉獅， 正짧을 얻은 語義

의 考證 등은， 일짜기 이 方面의 著述에서는 接하기 어려웠던， 본저가 지난 特長인 것으로 

믿는다. 己往에도 國語語윷論에 對한 史的 接近이 훌$圖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주로 lexical 

semantics 에서의 觀點-이었고， 合成法 • 派生法 등을 中心으로 한 lexical morphology 로의 接

近은 본저가 가장 包括的이라는 사실로써도 그 가치가 認定되어야 할것 이다 31 이렌 意味에 

서 본저는 國語學者뿐만 아니라， 國語學에 관심을 가진 一般言語學徒는 끼論， 大學國文科

上級生이 나 大學院 學生， 나아가서 는 며 • 高校國語科敎師을도 반드시 원 어 두어 야 할 가7.1 

있는 책 이라 믿어진다. 

한 가지 아쉬운 點은 著者의 誠著텀錄을 빠집없이 실었더라연 하는 것이다. 꺼論，저자가 

:{E벌時에 發表한 수많은 論文의 內容이 그의 重훨著홉들에 反映되어 있기는 하치만， 저자의 

學問的 成長過程을 더듬어 볼 수 있는 資料로서의 詳細한 論著目錄은 펄요하려 라 생각된다. 

이 점 後日을 期해서리-도 안도시 補充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遺精集이 세상에 냐올 수 있도록 애쓰신 여러분에 대해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 

그리고 필자에게 여퍼가지로 助言을 주신， 故A의 門下生의 한 사람이었던 한글학회 수석 

펀잔원 뼈春洙선생 의 훔意를 고맙게 생 각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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